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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100년사 그 일곱번째 이야기는 찰리 파커와 함께 비밥 혁명을 주도했던 디지 길레스피에 관한 기록입니다.

45년에서 49년에 이르는 시기에 남긴『쇼너프』와『RCA-빅터 녹음 전집』은이미

비밥의 완성된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에 찰리 파커가 내놓은『사

보이 레코딩』,『다이얼 세션 전집』에 비견될 음반입니다. 또한 불운의 천재 하워드

맥기의 마력적인 트럼펫과 덱스터 고든의 체이싱 연주 속에서 들끓고 있던 리듬 섹

션의 혁명을 만끽해보실 수있을 것입니다.

재즈재즈 100100년사년사 그그 일곱번째일곱번째 이야기이야기
비밥혁명의2인자디지길레스피(전편)

낡낡은은것것과과새새로로운운것것,, 비비밥밥시시 의의자자기기모모순순

길레스피와 그의 친구들

Dizzy Gillespie 『Shaw ’Nuff』
(Musicraft/ MVSCD-53)

디지길레스피6중주단: 디지길레스피(트럼펫), 덱스터고든(테너색소폰), 프랭크파렐리(피아노),

척웨인(기타), 머레이쉽핑스키(베이스), 쉘리맨(드럼, 이상45년2월9일세션)/ 길레스피, 찰리파

커(알토색소폰), 클라이드하트(피아노), 레모팜미에리(기타), 슬램스튜어트(베이스), 코지콜(드럼,

이상45년2월28일세션)/ 길레스피, 파커, 알헤이그(피아노), 컬리러셀(베이스), 시드캐틀렛(드

럼), 사라본(보컬, 이상45년5월11일세션)/ 길레스피, 소니스팃(알토색소폰), 헤이그, 트잭슨

(바이브라폰), 레이브라운(베이스), 케니클락(드럼, 이상46년5월15일세션)/ 디지길레스피오케

스트라: 길레스피, 데이브번즈, 레이몬드오르, 탤립다우드, 존린치(이상트럼펫), 알톤무어, 레온

코멘지, 고든토마스(이상트롬본), 하워드존슨, 럭키워렌, 레이아브람스, 존브라운, 솔무어(이상색

소폰), 존루이스(피아노), 잭슨, 브라운, 클락, 앨리스로버츠(보컬, 이상46년7월9일세션)/ 길레스

피, 번즈, 매튜맥키이, 엘몬라이트(이상트럼펫), 타스웰베어드(트롬본), 무어, 루이스, 잭슨, 브라운,

조헤리스(드럼), 켄헤구드(보컬, 이상46년11월12일세션)

녹음년도: 1945~46년

트레디셔널재즈의신봉자 던빠나

시에는“이것은재즈가아니다”라며

반기를든것이다. 비밥에 한이러

한견해차이는과연10여년간의우

정을팽개쳐야할정도로중요했던것

일까.

그것이두사람간의개인적인감정

립으로발전했는지의여부는몰라도

적어도당시비밥을둘러싼 립은

‘동지’로서함께일하는것이그누구

에게도불가능했다는것만은분명하

다. 그것은비밥의탄생과확산이재

즈내에서그만큼빠른속도로전개되

었음을말해주며빠른만큼그충격은

강렬했다. 결국비밥에 한호불호

는재즈역사상처음으로당파적이기

까지했다. 비밥은단순히취향의문

제를넘어선재즈의새로운세 운동

이었다. 비밥의창시자들로흔히이

야기되는41년민튼즈플레이하우스

의멤버들이당시모두20 의신출

내기연주자(그러므로빅밴드연주

시그들에게솔로순서도거의돌아오

지않았다. 물론찰리크리스찬은예

외 겠지만) 다는사실은잊지말

아야할중요한사실이다. 케니클락

이27세로가장연장자 고, 25세의

찰리크리스찬, 24세의디지길레스

피와텔로니오스몽크그리고찰리파

커는당시겨우21세 다. 밴드리더

오늘날프랑스가손에꼽히는재즈

애호국이된데에는샤를르델로니와

위빠나시에라는전설적인두인물의

노력에힘입은바크다. 한살터울의

친구 던두사람은일찍이재즈라는

독특한음악에매력을느껴32년프

랑스핫클럽이라는재즈동호회를만

들었고35년에는프랑스최초의재

즈저널인「핫재즈」를발간하게된다

(델로니가발행인을, 빠나시에가편

집장을맡은이잡지의창간은종주

국미국의「다운비트」가창간된바로

1년뒤의일이다). 아울러두사람은

장고라인하르트와스테판그라펠리

가결성했던프랑스핫클럽5중주단

의실질적인매니저로이들을미국에

알리는데협력했으며, 델로니는37

년프랑스최초의재즈레이블인스

윙을설립하고, 빠나시에는38년미

국으로건너가시드니비쉐(그는오

랜기간프랑스에머물면서연주활동

을했었다)와함께뉴올리언스재즈

복권운동을주도하면서재즈속에프

랑스인의이름을남기는데함께하

다. 하지만두사람의관계는46년그

끝을맞게된다. 전후( ) 파리에

는비밥의물결이불어닥쳤고델로

니는이의열렬한옹호자가된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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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친구마저잃어가며비밥에반

했던위빠나시에의견해가당시에특

별한보수주의가아니었음을알수있

다. 쇼이치에따르면명프로듀서이며

평론가 던존하몬드, 조지에버키

언역시비밥에반 했으며심지어찰

리파커와함께많은레코딩을남긴

노먼그랜츠도(파커와계약을하기

전인지후인지는잘모르겠지만) “찰

리파커캄보는경직과반복외에아

무것도아니다”라고말했을정도다.

또쇼이치가인용한마틴윌리엄스의

, 「레너드페더에게보내는공개서

45년「에스콰이어」지투표를통해

결성된올스타밴드(46년1월, 빅터

녹음)의명단은다음과같다. 루이

암스트롱(트럼펫), 지미헤 튼(클

라리넷), 자니 호지스 (알토 색소

폰), 듀크엘링턴(피아노), 소니그

리어(드럼) 등듀크엘링턴오케스

트라단원들이거의휩쓸고있는것

이다. 그리고이러한스윙중심의성

향은이듬해에도크게변하지않는

다. 46년「에스콰이어」지수상자밴

드(46년12월빅터녹음)를보면벅

클레이튼(트럼펫), 콜맨호킨스(테

너색소폰), 헤리카니(바리톤색소

폰), 테디윌슨(피아노) 등역시카

운트베이시, 듀크엘링턴, 베니굿맨

오케스트라의단원들이며비바퍼로

서는유일하게J.J. 존슨(트롬본) 단

한명이끼여있는것이기특하게여

겨질정도다. 이러한경향은재즈팬

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6년

「메트로놈」지독자투표로결성된올

스타밴드(46년12월, 콜럼비아녹

음)를보면찰리쉐이버즈(트럼펫),

자니호지스, 콜맨호킨스, 냇‘킹’콜

(피아노), 버디리치(드럼) 등역시

스윙일색이다.

「메트로놈」지투표에서비바퍼들의

점령이이뤄진것은48년에이르러

서이다. 49년1월에있었던올스타

밴드녹음(빅터)을보면디지길레스

피, 팻츠나바로, 마일즈데이비스

(이상트럼펫), J.J. 존슨, 케이와인

딩(이상트롬본), 찰리파커(알토

색소폰), 찰리 벤츄라 (테너 색소

폰), 레니트리스타노(피아노) 등새

로운세력들이비로소등장하는데,

이미45년찰리파커가새로운시

의도래(“Now’s the Time!”)를공

표했음에도불구하고, 그것은한표

를통해기꺼이자신의주권을행사

(?!)하고자하는열혈재즈팬들이

받아들이는것만도만3년이소요되

는지난( 難)한모험이었던것이

다. 그렇다면45년부터48년까지과

연젊은재즈맨들사이에는무슨일

이벌어졌던것일까. 그들은서로를

한」을보면45년「에스콰이어」지평론

가투표에서저명한평론가레너드페

더는신인트럼펫부문에서제시 러

에게표를던졌으며당시디지길레스

피는다섯표를얻는데그쳤을뿐이

다. 디지는그나마다행이다. 찰리파

커는단한표도얻지못했다.

이와관련해서당시의몇몇녹음들은

재미있는사실들을말해준다. 빅터와

콜럼비아에는평론가들이선정하는

「에스콰이어」지투표, 그리고재즈팬

들에의한「메트로놈」지의투표결과

를가지고올스타밴드를결성해녹음

한것이몇종남아있는데, 길레스피

가다섯표, 파커가무득표에그쳤던

Dizzy Gillespie 『The Complete RCA Victor
Recordings』

(Bluebird/ 66528-2)

테디힐오케스트라: 디지길레스피, 빌딜라드, 쉐드콜린스(이상트럼펫), 딕키웰즈(트롬본), 러

셀프로코프, 하워드존슨(이상알토색소폰), 로버트케롤, 테드힐(테너색소폰), 샘알렌(피아

노), 존스미스(기타), 리차드풀브라이트(베이스), 빌비즌(드럼)/ 라이오넬햄프턴오케스트라:

길레스피, 베니카터(알토색소폰), 콜맨호킨스, 벤웹스터, 추베리(이상테너색소폰), 클라이드

하트(피아노), 라이오넬햄프턴(바이브라폰), 찰리크리스찬(기타), 트힌튼(베이스), 코지콜

(드럼)/ 디지길레스피7중주단: 길레스피, 돈바이어스(테너색소폰), 알헤이그(피아노), 트

잭슨(바이브라폰), 빌드어랑고(기타), 레이브라운(베이스), JC 허드(드럼)/ 디지길레스피오케

스트라(47~49년) : 길레스피, 데이브번즈(47~48년), 엘몬라이트, 매튜맥케이(47년), 레이

오르(47년), 라마라이트주니어(47년), 베니베일리(47년), 윌리쿡(48~49년), 베니헤리스

(49년, 이상트럼펫), 타스웰베어드(47년), 윌리암쉐퍼드(47년), 테드켈리(47년), 엔디듀리에

(48~49년), 샘허트(48~49년), 제스타란트(48~49년), JJ 존슨(49년), 찰스그린니 (49년,

이상트롬본), 존브라운, 하워드존슨(47년), 어니헨리(48~49년, 이상알토색소폰), 제임스무

디(47년), 조게일, ‘ 빅닉’니콜스(47년), 버드존슨(48년, 이상테너색소폰), 세실페인

(47~48년), 알깁슨(49년, 이상바리톤색소폰), 존루이스(47년), 제임스포먼(48~49년, 피아

노), 잭슨(47년), 브라운(47년), 알맥키본(베이스, 47~49년), 조헤리스(47, 48년, 드럼, 콩

가), 케니클락(47년), 테디스튜어크(48~49년, 이상드럼), 차노포조(47년, 콩가, 봉고), 사부

마르티네즈(48년, 봉고) 빈스구에라(콩가, 49년) 케니헤구드(47년), 자니하트만(49년, 이상

보컬)/ 메트로놈올스타즈: 길레스피, 마일즈데이비스, 팻츠나바로(이상트럼펫), 존슨, 케이와

인딩(이상트롬본), 버디드프랑코(클라리넷), 찰리파커(알토색소폰), 찰리벤츄라(테너색소

폰), 어니케세레스(바리톤색소폰), 레니크리스타노(피아노), 빌바우어(기타), 에디사프�스키

(베이스), 쉘리맨(드럼)

녹음년도: 1937, 39, 46~49년

의통솔에따라질서정연하게앉아서

때가되면일어나서솔로를하다가끝

나면제자리에앉는단정한유니폼의

빅밴드 단원들의 모습과는 달리,

5~6명의젊은연주자들이제각기앉

고선상태에서, 춤을출수없을만큼

빠른템포로, 기억할수없을만큼많

은음표와복잡한악절을무의미하게

내뱉듯이연주하는것은베레모와뿔

테안경그리고염소수염의디지길레

스피가상징하듯분명히새로운세

의도전이었다.

하지만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이러

한세 운동은다분히뮤지션들내부

의운동이었다는점이다. 흔히재즈

역사의교과서적인인식은오늘날이

점을혼돈시키는데, 45년을기점으로

한‘스윙에서비밥으로의이행’이라

는표현은마치일순간에모든사람들

이비밥에몰입한것으로오해하기쉬

우나실상이러한형태의음악이 중

들에게즉각적으로이해되기란거의

불가능했다. 40년 후반에도사람들

은여전히지터벅을추며플로어위를

빙 빙 돌았고 바비삭서(Bobby

Soxer)들은빙크로스비와프랭크시

나트라의꽁무니를쫓아다니며비명

을질러댔다. 35년LA를온통뒤덮은

베니굿맨의스윙의탄생과45년뉴

욕에서일어난비밥혁명이본질적으

로다른점은바로여기에있다. 비밥

은새로운세 의혁명임과동시에연

주자에의한, 연주자를위한혁명이었

던것이다.

이렇듯연주자들사이에서새로운기

운이들불처럼번져나갈때, 여기에

해누구보다도당혹스러워하며적

의를갖는사람들은언제나평론가들

이다. 비밥을재즈의절 적인미적

기준으로여기는오늘날의태도와는

달리당시의평론가들은너나할것

없이비밥이라는‘돌연변이’에 해

비판을퍼부었기때문에, 또당시그

러한입장을취했던평론가들중에는

오늘날현역으로활동하고있는사람

들이아직도존재하기때문에미국평

론계내에서특별한이유가없는한

그들의비밥에 한과거입장을다시

들추는일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

다. 하지만그들과어느정도거리를

둘수있는일본인평론가유이쇼이

치는이점을곧잘언급한다.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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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세션이또하나남아있다. 바로

46년2월빅터에서의7중주녹음이

다. 여기서디지는텔로니오스몽크

의「52번가의주제가52nd Streeet

Theme」와자신의 표곡「튀니지아

의밤Night in Tunisia」, 그리고파커

와의공동작「인류학Anthropology」

을최초로녹음하고있다. 아울러기

존의6중주단에서7중주로확 된것

은당시23세의바이브라폰주자

트잭슨이가세했기때문이고그는확

실히비범한연주를선보인다.

재미있는사실은「튀니지아의밤」녹

음에있어서파커가다이얼에서남긴

미완성테이크, 이른바‘전설의알토

브레이크’와비교될만한또다른미

완성테이크가디지에게도있다는점

이다. 두번째테이크 던이녹음에

서디지의연주는앞의테이크보다

「쇼너프Shaw ’Nuff」, 「짭짤한땅콩

Salt Peanuts」등이다수등장한다는

점, 그리고비밥의어법이완전히완

성된형태를지니고있다는점이강렬

하게다가온다. 특히「디지적인분위

기」는코지콜의경쾌한라이드심벌

즈와악절끝자락에넣어주는악센트

그리고숨가쁘게돌아가는디지와찰

리파커의즉흥연주로비밥의도래를

알리는‘전형적인’최초의녹음이라

할수있다. 암울한광기로가득찬파

커의솔로도솔로지만고막을찢는듯

튀어올라한바탕곡예를벌이는디지

의트럼펫은로이엘드리지에게서도

결코들을수없었던혁명의팡파르

다. 46년7월부터디지는길드에서빅

밴드녹음에들어가는데그의독특한

음악적모험이라할수있는‘빅밴드

비밥’은49년빅터녹음까지중단없

이이어진다. 하지만그전에중요한

Howard McGhee 『On Dial : The Complete
Sessions』

(Spotlite/ SPJ-CD 131)

하워드맥기밴드: 하워드맥기(트럼펫), 테디에드워드, 제임스D 킹(테너색소폰), 버논비들(피아

노), 밥‘ 딩보드’케스터슨(베이스), 로이포터(드럼)/ 하워드맥기잼밴드: 맥기, 지미번(피아노),

케스터슨, 포터/ 하워드맥기6중주단: 맥기, 에드워드, 도도마마로사(피아노), 아빈게리슨(기타),

케스터슨, 포터/ 하워드맥기오케스트라: 맥기, 제임스무디(테너색소폰), 행크

존스(피아노), 트잭슨(바이브라폰), JC 허드(드럼)

녹음년도: 1945-47년

어떻게감화시켰고, 누구를동지로

삼았으며그사이에서권력을잡은자

는누구이며잊혀진인물들은또누구

는가. 우리가지난두달동안들었

던찰리파커의음반들에이어서지금

듣게될여덟장의음반들은재즈의

환골탈태를꿈꾸던몽상가들이45년

부터48년까지(공교롭게도우리의

‘해방3년사’와그시기가거의일치

하는!)남겨놓은그들의혁명일지이

다.

당시비밥혁명의리더를꼽자면찰리

파커와함께당연히디지길레스피

다. 그는43년부터베이스주자오스

카페티포드와5중주단을이끌면서

비밥의기초를닦고있었고44년빌

리엑스타인오케스트라를탈퇴하고

새로운자신의음악적인방향을더욱

구체화하 다. 평론가제임스링컨

콜리어도지적한바있지만그는장난

기어린행동이면에치 함을갖추고

있는지적인인물이었다. 그는새로

운생각을이론화할줄아는능력을

가졌으며사람들을설득하고자신의

주변에조직하는전략가 다. 디지

길레스피가45년부터46년까지길드

레이블에서남긴녹음들을전부수록

한「쇼너프」(이녹음들은길드레이

블이매각되면서몇번소유권이이동

했는데그중사보이레이블에서발매

한 디지의 음반『그루빙 하이

Groovin’High』는뮤직크래프트에

서발매한『쇼너프』와동일한녹음이

다) 그리고37년테디힐오케스트라

시절부터49년메트로놈올스타밴드

의녹음에이르기까지디지길레스피

가빅터에서남긴모든녹음들을수록

한『RCA-빅터녹음전집』은비밥의

역사에있어서찰리파커의사보이,

다이얼레코딩과함께가장중요한녹

음들이다. 이들녹음중가장먼저주

목해야할세션은『쇼너프』에담긴

45년세션이다. 이는찰리파커가사

보이에서남긴첫리더세션보다무려

6~9개월정도앞선녹음들이며무엇

보다도디지의초기고전들, 예를들

어「블루& 부기Blue ‘n’Boogie」,

「그루빙하이Geeovin’High」, 「디지

적인분위기Dizzy Atmosphere」,

훨씬격렬한멜로디의돌출을보이는

데이즉흥연주에리듬섹션이당혹했

는지갑자기리듬이엉키기시작한

다. 그리고이어서돈바이어스의솔

로가시작될무렵연주는중단된다.

진정한명연이신비의미완으로남는

또하나의순간.

편곡중심의빅밴드라는하나의질곡

을부수고출연한비밥에게또다시

빅밴드라는굴레를씌운디지의시도

는확실히자기모순적인측면이있

다. 하지만46년7월17인조빅밴드

로녹음된「다가올재즈Things to

Come」는마치혼돈처럼들리는거

친주제마저도일사분란하게앙상블

을이루는빅밴드를통해비밥을향

한디지의열정이어느정도인가를

새삼느끼게한다. 그리고여기에담

긴리듬섹션에주목하자. 6년뒤에

탄생할모던재즈쿼텟의모태가바로

여기에있다. 물론MJQ의결성당시

베이스주자는퍼시히스로교체되지

만바로전단계 던 트잭슨4중주

단까지동행하게되는베이스주자

레이브라운은「원베이스히트One

Bass Hit」에서향후‘베이스의 가’

(이는디지가레이브라운을소개할

때늘쓰는호칭이다)의탄생을예고

하고있다. 하지만빅밴드레코딩에

서더욱주목해야할녹음은47년8

월부터시작되는빅터녹음이다. 그

이유는30년 후반부터디지를사

로잡았던아프로-쿠반재즈가이시

기디지의빅밴드를통해그결실을

맺기때문이다. 「만테카Manteca」,

「우디와당신Woody ‘N You」, 「쿠

바나비Cubana Be」, 「쿠바나 밥

Cubana Bop」등디지의아프로-쿠

반스타일의고전들이모두이곳에서

등장한다. 그리고여기에는「만테카」

의작곡자이자쿠바출신의타악기

주자차노포조의결정적인도움이

있었다.

그렇다면위의두음반이포착한4년

이라는기간동안디지길레스피캄

보/오케스트라를거쳐갔던많은연

주자들가운데우린특별히누굴주

목해야할까. 물론모던재즈쿼텟과

레이브라운그리고중저음의두가

수사라본, 자니하트만은이곳에서

급성장한 표적인인물들이지만베

이스주자슬램스튜어트, 보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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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느껴지는연주자이다. 장식음

을많이사용하지않는그의악절은

마치레스터 이젊게변신한것과

도같은느낌을준다. 그러한그의스

타일이격렬한비밥의리듬을타고

약간은느물느물하게자기이야기를

전개할때그것은절묘한긴장감을

자아낸다. 특히그의다이얼레코딩

의백미라면한동안그의장기 으

며이후많은체이징솔로의고전이

된「추척The Chase」이다. 이연주

는말그 로두명이상의연주자가

교 로솔로를주고받는형식으로

여기서고든의파트너는50년 초

까지그의단짝이었던워델그레이

다. 맨처음둘은서로16마디의솔로

를주고받다가다음엔여덟마디, 다

음엔네마디로그간격이좁아지면

서점입가경의격전을벌인다. 문제

는러닝타임인데당시78회전음반

에담겨3분내외이던 부분의곡들

과는달리이렇듯긴솔로를담고있

던「추적」은파격적으로SP판앞뒷

면을모두채워무려6분44초에이

르고있다(출반당시제목 로그레

이는도망가고고든이뒤를잇는SP

의커버는지금보기엔촌스럽지만

한편으로재미있는그림이다). 이러

한체이즈솔로형식의곡은이음반

에두곡더있다. 이번에는테디에드

워드와짝을이룬「호닝인Horning

in」과「 결The Duel」로모두SP

더블사이드의5~7분 의곡이다.

이러한녹음은본질적으로비밥시

의개가이다. 물론스윙시절잼세션

에서도이러한체이징솔로는성행

했지만그것이하나의음반으로기

록될수있다는점, 다시말해독주자

의경합자체가하나의작품으로남

는다는것은당시로서는불과2년전

만하더라도상상할수없는형식이

었다. 하드블로윙의에드워드는그

레이보다훨씬선명한콘트라스트를

고든과함께만들어내며덩달아열

기가오른리듬섹션은혁명완수를

눈앞에둔47년12월을뜨겁게달구

고있다. (다음호에계속). 

▶황덕호재즈칼럼니스트

수록된46년7월세션은실상맥기의

리더세션이었다는점이다(리듬섹션

이전부맥기밴드의멤버들이란사실

이 이를 증명한다). 디지 작곡의

「Bebop」에서속사포와같은맥기의

솔로는함께한파커는물론이고(물론

당시파커는녹음을끝내고곧바로병

원에실려갈정도로최악의컨디션이

었지만) 디지의웬만한버전도완전히

압도해버리는마력을지니고있다.

빌리엑스타인오케스트라, 디지길레

스피6중주단을거치면서비바퍼의

‘정통코스’를밟은덱스터고든이솔

로로서두각을나타내기시작한것은

23세 던46년부터 다. 그해고든

은사보이에서리더레코딩을남겼고

잠시하와이에서활동하다가캘리포

니아에들러역시다이얼의로스러셀

과손을잡는다. 60년 에도그랬지

만그는확실히비바퍼면서도여유로

트케니해구드그리고차노포조는그

실력에비해디지시절이후이렇다할

활동을보이지못한비운의인물들이

다. 정확한보윙과동시에스캣을구

사하는슬램스튜어트는이후다시스

윙쪽으로복귀하면서큰조명을받지

못했고(만약그가모던재즈쪽에가

담했다면그는아마도찰스밍거스,

폴챔버스보다먼저보윙을본격적으

로구사한베이스주자로기억되었을

것이다) 뛰어난스캣을구사했던해

구드는현재1천3백여페이지에달하

는그로브사의재즈사전에도그이름

이올라있지않다. 그렇다면차노포

조는? 매우다혈질이었던그는48년

어느클럽에서음주중에싸움을일으

켜그곳에서살해된다.

끝으로『RCA-빅터녹음전집』에는

테디힐, 라이오넬햄프턴오케스트라

시절디지의연주가함께수록되어있

다. 테디힐악단이연주하는「킹포터

스톰프King Porter Stomp」에서옹

골차게울려퍼지는트럼펫솔로는디

지길레스피가최초로녹음한솔로연

주이다.

디지보다한살어린트럼펫주자하워

드맥기는42년부터민튼즈플레이하

우스잼세션에참여한비밥1세 로

40년 후반최고의인기를누리다가

마약중독에의한50년 의공백, 그

이후팬들과평론가들사이에서다소

잊혀진, 어쩌면가장선명한 욕을

맛봤던인물일것이다. 지금은잊혀졌

지만맥기는49년「다운비트」지독자

투표를통해디지길레스피, 팻츠나

바로를제치고트럼펫부문최고의연

주자로선정된바있는인물이다. 그

리고이러한 광은이미45년부터시

작되고있었으니, 하워드맥기는디지

길레스피의진정한그리고유일한라

이벌이었던셈이다. 그는45년부터

47년까지캘리포니아에서주로활동

하면서(여기에는46년‘재즈앳더필

하모닉’참가도포함된다) 다이얼에

서다섯번에걸친레코딩세션을갖게

되는데어느것하나버릴수없는좋

은연주일뿐만아니라그시기를고려

할때(첫세션은45년9월에있었다)

선구적인연주라고하지않을수없

다. 파커와의공동작인「다이얼의제

자들Dialated Pupills」에서컵뮤트

사운드를사용하는맥기의솔로는디

지처럼화려한기교는아니지만짜임

새있는전개가매력적이다. 하지만

정말놀라운인물은당시22세의젊

은백인피아니스트도도마마로사.

너무도명쾌한오른손싱 라인, 그

리고이를다시분산화음형식으로

변주해내는아이디어는그가앞서진

크루파, 토미도시, 아티쇼오케스트

라에서연주하기이전에클래식피아

노를 연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다. 이후에등장할버드파웰이루이

암스트롱이라면마마로사는빅스바

이더벡이라고해야할까. 이처럼지

적이며우아한솔로는디지녹음의

존루이스에게서조차결코들은적이

없다. 맥기의다이얼레코딩에 해

서는한가지더덧붙여말해야할사

항이있다. 바로찰리파커의『다이얼

세션전집』에파커5중주단이름으로

Dexter Gordon 『On Dial : The Complete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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